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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인터텍은글로벌인증을포함하여국내인증서비스를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국내자체시험소를 KOLAS에서인정받아운영하고있으며, 안전, 전자파/무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ROHS)를원스탑서비스를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특히, 전자파/무선시험소는 KC 전자파적합성평가업무, 중동 7개국(G mark EMC), 유럽(CE RED), 미국(FCC), 캐나다(IC), 

남아프리카공화국(SABS) 등전세계인증을위한시험이가능합니다.  아울러, 무선 인증에 대해 특별 할인가로 업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상담(031-8069-3702)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침또는규정을준수하려면제품이모든해당지침의 EHSR(Essenti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s)을충족해야합니다. EHSR은제품이각지침

또는규정을준수하기위해충족해야하는요구사항목록입니다. EHSR 준수를입증하기위해지침또는규정에서참조하는표준준수가사용됩니다.

기계지침및영국기계법요구사항의경우적합성평가에사용할수있는현재표준은주기적으로업데이트됩니다. 기계지침의경우표준이공식

저널에나열됩니다(click here ). 기계공급(안전) 규정의경우, 표준은영국정부에의해발행되며여기에서접근할수있습니다.

기계지침공식저널과영국요구사항에대한지정표준목록모두에대해표준은세가지유형의표준으로나뉩니다. 이러한표준분석은각표준이

평가에어떻게사용되어야하는지에대한명확성을제공하기위해수행됩니다. 다음표는각표준유형의정의를제공합니다.

캐나다와미국에서는 AMP의평가에대한통일된기준이있지만, 세계의다른지역은다른요건들을가지고있습니다. 규정준수를염두에두고제품을

설계할때제품에적용될수있는모든요구사항을이해하면재설계를줄이고단일제품에대한더많은시장에 접근할수있습니다.

유럽연합과영국의경우, 규제요건과요건준수를입증하는방법이상당히다릅니다. 각지역에적용되는다양한지침(EU) 또는규정(영국)이

있습니다. 적용되는지침의선택은 AMP의기능및사용을기반으로합니다. 그중일부는아래표에요약되어있습니다. 

EU 입법 요건 영국 입법 요건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Supply of Machinery (Safety) Regulations 2008

Radio Equipment Directive 2014/53/EU Radio Equipment Regulations 2017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Directive 2014/30/EU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Regulations 2016

RoHS Directive 2011/65/EU RoHS Regulations 2012

표준 유형 기준 설명

A 기본 표준 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과 전반적인 설계 원칙을 제시하는
기본 표준입니다.

B 일반 안전 표준 이 표준은 하나 이상의 특정 안전 측면 또는 하나 이상의 안전 장치를 다
룹니다. 이러한 표준에는 두 가지 특정 유형이 있습니다.

B1 이는 특정 안전 측면(소음 또는 표면 온도 등)에 대한 표준입니다.

B2 안전장치(예: 가드 또는 연동장치)에 대한 표준입니다.

C 기계 안전 표준 이는 특정 유형의 기계(에스컬레이터 및 이동 보행용 EN 115-1 등)에 대
한 세부 안전 요구 사항을 다룹니다.

제품별표준(C-Type 표준)은해당표준이적용되는제품에대한세부요구사항을제공하지만, EHSR을완전히준수하지못할수있으며, 각지침또는

규정의 EHSR에대한검토가수행되어야합니다.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machinery-md_e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signated-standards-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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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의경우현재해당기계지침또는기계공급규정내에이러한제품에대한모든요구사항을다루는제품별표준(C-Type 표준)이없습니다. EN 

1175는운전자없는트럭(AMP에대한 EN 표준에서사용되는용어)이표준의범위를벗어나기때문에 AMP의일부기능을다루는지침으로사용되는

C-Type 표준입니다. 따라서 EN 1175는이러한제품의모든기능을해결하기위해다른 A-Type 및 B-Type 표준과함께사용됩니다.

아래표는 AMP 평가를지원하는데사용할수있는몇가지표준을보여줍니다. 이러한표준은제품에포함될수있는다양한특성을기반으로

선택됩니다.

2020년 ISO 3691-4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이러한 제품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운전자 없는 산업용 트럭과 그 시스템＂의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채택 과정과 유럽 위원회 전문가들의 검토 동안 이 표준은 CEN 수준에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현재 EN ISO 표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표준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일단유럽위원회전문가들의우려가해결되고새판이발행되면이표준은유형 C-Type 표준으로사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이러한상황이

발생하면이표준은운전자없는산업용트럭의모든기능을다룰수있으며 EHSR을더쉽게준수할수있습니다.

규격 특성 표준 유형

ISO 12100 위험평가및위험감소를이용한
설계의일반원칙

A

ISO 11553-1 레이저안전요구사항 B

ISO 13849-1 & ISO
13849-2

안전관련제어시스템평가 B

ISO 13856-3 압력감지범퍼및플레이트 B

EN 60204-1 기계의전기장비 B

EN 1175 AMP의전기및전자제어 C

자율로봇분야는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습니다. 새로운기술과시스템이개발됨에따라이러한제품의안전성을평가하는데사용되는표준은

계속해서업데이트되고변경될것입니다. 현재이러한요구사항은위에기술된바와같으나, 언급된바와같이표준및규정에대한지속적인

업데이트가있습니다.

인터텍은제조업체가글로벌시장에제품을출시할수있는솔루션을찾을수있도록지원하는데전념하고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최종제품의

인증을미리계획하고고려함으로써출시기간을단축할수있습니다. 추가정보는저희인터텍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합니다. 

(www.intertek.com/industrial/robotics/) 


